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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급 전립선암에서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시행 후 
병리학적 등급 하향의 발생률과 치료 성적

성균 학교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나 필ㆍ유재호ㆍ김태헌ㆍ강민용ㆍ성 환ㆍ 황균ㆍ정병창ㆍ서성일ㆍ이 무ㆍ최한용ㆍ 성수

Incidence of Pathological Downgrading and Treatment Outcome After 
Radical Prostatectomy in Patients With Biopsy Confirmed High Gleason 

Score Prostate Cancer

Jun Phil Na, Jae Ho Yoo, Tae Heon Kim, Min Yong Kang, Hyun Hwan Sung, Hwang Gyun Jeon, 
Byong Chang Jeong, Seong Il Seo, Hyun Moo Lee, Han Yong Choi, Seong Soo Jeon

Department of 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High Gleason score (8 to 10) is a poor prognostic factor regardless of treatment. Pathological 
downgrading sometimes occurs in high grade prostate canc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reatment 
outcomes in patients with high grade prostate cancer on biopsy who were pathological downgrading after radical 
prostatectomy (RP). The impact on outcom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Gleason score after RP was evaluated.
  Materials and Methods: Of 3,236 men who underwent RP between September 1995 and December 2014, 
541 patients with biopsy Gleason score 8 to 10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We analyzed incidence and 
biochemical recurrence (BCR) free probability in this downgraded group according to the Gleason grade of cancer 
in the RP specimen.
  Results: Of 541 patients had a prostate biopsy Gleason score of 8 to 10. Two hundred ten patients showed 
pathological downgrading after RP (38.8%). Five-year BCR-free probability of patients who had Gleason score 
of 7 or less after RP was 46.8%. However, 5-year BCR-free probability of patients who remained Gleason scores 
8 to 10 after RP was 28.5%.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BCR-free probability in pathological downgrading 
group (p＜0.001). On multivariate analysis, biopsy Gleason 8, lower PSA, clinical T2 stag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downgrading.
  Conclusions: In this study, 38.8% of patients with high grade prostate cancer had a Gleason score of 7 
or less in the RP specimen. Downgraded prostate cancer had more favorable treatment outcome. Serum PSA, 
clinical stage and biopsy Gleason score were the predictive factors for pathological downgrading. (Korean J Urol 
Oncol 2017;15: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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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립선암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남성암으로 평

균 수명의 증가, 식습 의 서구화, 선별검사로  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가 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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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에서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이다.1,2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Gleason score) 8  이상 혹은 임상

 병기 T2c 이상 혹은 PSA 20 ng/mL 이상의 립선암이 

고 험 립선암의 정의로 리 이용되고 있다.3 최근에 유

럽비뇨기과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 미국암학

회(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에서는 임상  

병기 T3 이상을 포함하여 리슨 수 8  이상 혹은 PSA 

20 ng/mL 이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4,5

고 험 립선암에 한 치료에는 근치  립선 제

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명확한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충분한 치료에

도 불구하고 불량한 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6-8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고 험 립선암에 있어

서 근치  립선 제술의 성공  치료 성 이 보고되고 

있다. 수술  치료는 립선을 제함으로써 잠재  이

의 험성을 낮추고 정확한 병리학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이 이 있다.9,10

립선암의 치료  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임상  병기, PSA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가 환자 후를 측하는데 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

다.11 하지만 수술  립선 조직검사 리슨 수가 근치  

립선 제술 후 때때로 병리학  등  상향(pathological 

upgrading) 혹은 병리학  등  하향(pathological down-

grading)을 보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29%–56%에서 

수술 후 병리학  등  하향의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이

유로 후를 측하는데 있어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보다는 수술 후 리슨 수가 더 유용한 인자로 생각

되고 있다. 한 고 험 립선암에서 수술 후 병리학  등

 하향된 환자들은 그 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더 좋은 

치료 성 을 보이고 있다.12-15

이 연구는 수술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8  

이상인 고등  립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근치  립

선 제술 후 리슨 수의 병리학  등  하향

(pathological downgrading)을 보인 환자들의 생화학  무재

발 생존(biochemical recurrence free probability)을 분석하고 

병리학  등  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하여 알아

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이 연구는 단일기 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립선

암으로 진단되어 근치  립선 제술을 시행 받은 3,246

명의 환자를 후향 으로 분석하 다. 수술  보조 인 호

르몬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립선 조직검사

로 확인된 리슨 수 8 에서 10 까지의 환자를 상으

로 하 다. 수술  립선 조직검사는 경직장 음  유도

하에 시행되었고 경직장 립선 조직검사와 근치  립선 

제술 후 검체에 한 조직학  분석은 삼성서울병원 비

뇨기과 병리 문의가 시행하 다. 타원에서 시행된 조직

검사에 해서도 한 명의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병리 

문의가 재 독을 시행하 다. 근치  립선 제술은 총 

6명의 비뇨기과 문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개복, 복강경, 

로  등의 근법으로 시행되었다.

수술  인자로 환자 나이, PSA 수치, 임상  T 병기, 조

직검사의 리슨 수, 양성 검체 수, 립선 크기를 확인하

다. 임상  병기  병리학  병기는 2009년 TNM classi-

fication, 7 을 기 으로 하 다. 수술  임상  병기 단

을 하여 립선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스캔 검사를 시행하 다. 병리학  등  하향

(downgrading)은 경직장 립선 조직검사에서 리슨 수 

8  이상인 환자에서 근치  립선 제술 후 리슨 수 

7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정의하 다. 추  찰은 수술 

후 1달째 처음 시행하 으며, 수술 후 2년까지는 3개월 간

격으로, 이후 3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이후에는 매년 청 

PSA를 측정하 다. 임상 으로 재발이나 이 등이 의심되

는 경우에는 추가 으로 립선 MRI와 복부-골반 컴퓨터 

단층촬 (computed tomography)을 시행하 다. 생화학  재

발은 수술 후 PSA 수치가 최 으로 내려간 후 0.2 ng/mL 

이상으로 2회 연속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하 다. 한 수

술 후 3개월 내 2차 치료를 시행 받은 경우에도 생화학  

재발로 간주하 다.16 연속 변수는 평균값±표 편차로 나타

내었고 범주형 변수는 값과 백분율을 사용하여 나타내

었다. 체 환자의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과 병리학  등

 하향에 따른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에 한 비교는 카

란-마이어 생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임상  병기,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청 PSA, 총 생검의 개

수, 양성 생검의 개수  비율과 병리학  등  하향과의 

연 계를 분석하기 하여 단변량  다변량 로지스틱 

희귀분석을 이용하 다. p값이 0.05 미만을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정의하 다. 통계 분석 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

다.

결      과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8  이상의 환자는 541

명이었으며 체 환자  16.7% 다. 체 환자의 나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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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nal Gleason score by biopsy Gleason and clinical stage

No. of patients
Final Gleason score

6 or less 3+4 4+3 8–10

Biopsy Gleason score

  8

  9

  10

Clinical stage

  cT1

  cT2

  cT3

Total

 

344

172

 25

 

 23

206

312

541

 

1 (0.3)

1 (0.3)

0 (0)

 

0 (0)

2 (1)

0 (0)

2 (0.4)

 

71 (21)

17 (10)

 0 (0)

 

 4 (17)

53 (26)

31 (10)

88 (16)

 

 94 (27)

 25 (15)

  1 (4)

 

  1 (4)

 53 (26)

 66 (21)

120 (22)

 

178 (52)

129 (75)

 24 (96)

 

 18 (78)

 98 (47)

215 (69)

331 (6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 with biopsy Gleason score 8 

to 10

Characteristic Value

Age (yr)

Prostate-specific antigen (ng/mL)

Clinical stage

  ≤T1

  T2

  T3a

  T3b

  T4

Biopsy Gleason score

  8

  9

  10

No. of positive cores

Prostate size (mL)

65.35±7.16

 13.28±12.93

 

 23

206

192

120

  0

 

344

172

 25

4.78

 31.33±12.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Fig. 1. Biochemical recurrence free probability with biopsy Gleason 

score 8 to 10.

Fig. 2. Biochemical recurrence free probability with biopsy Gleason 

score (GS) 8 to 10 and those downgraded pathological GS 7 or less.

균값은 65.35±7.2세 으며 PSA 평균값은 13.28±12.9 ng/mL

다. 립선 조직검사 8 인 환자는 344명(63.6%), 9 인 

환자는 172명(31.8%), 10 인 환자는 25명(4.6%)이었다

(Table 1). 총 541명의 환자  병리학  등  하향된 환자는 

245명으로 45% 으며, 이들  리슨 수 7  이하로 병

리학  등  하향된 환자는 210명으로 38.8% 다. 수술  

리슨 수 8 인 환자가 수술 후 7  이하로 병리학  등

 하향된 환자는 344명  166명으로 48%에 해당되었으나 

리슨 9  이상의 환자에서 병리학  등  하향은 197명 

 44명으로 22%에 해당되었다. 수술  리슨 8 이 병리

학  등  하향이 가장 많이 되었던 리슨 수는 4+3이었

으며 등  하향된 210명  120명(57%)에서 찰되었다. 수

술 후 리슨 6  이하로 등 하향을 보인 환자는 2명(1%)

이었다(Table 2).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환자의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35.4% 다(Fig. 1).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이지 

않은 군에서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28.5%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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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predictive factors for biopsy Gleason score (GS) 8–10 downgrading to pathological Gleason 

7 or less

Variable
Univariate Multivariat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Clinical stage

  T3 vs. T2

Biopsy GS

  9 or 10 vs. 8

PSA

Total No. of cores

No. of positive cores

% of cancer core

 

0.51

 

0.31

0.95

1.04

0.96

0.99

 

0.36–0.73

 

0.21–0.45

0.93–0.97

0.95–1.14

0.92–1.07

0.98–0.99

 

＜0.001

 

＜0.001

＜0.001

  0.418

  0.888

  0.031

 

0.56

 

0.32

0.96

1.03

1.04

0.99

 

0.37–0.84

 

0.20–0.50

0.94–0.98

0.93–1.15

0.94–1.01

0.98–1.01

 

  0.005

 

＜0.001

  0.002

  0.554

  0.411

  0.24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SA: prostate-specific antigen.

리슨 수 7  이하로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군에서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46.8% 다(Fig. 2). 병리학  

등  하향된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생화학  무재발 생존

율을 보 다(p＜0.001).

수술 후 병리학  등  하향에 향을 미치는 인자를 

측하기 한 단변랑 분석에서 임상  병기(p＜0.001), 립

선 생검 시 리슨 수(p＜0.001), PSA (p＜0.001) 그리고 

종양코어비율(p=0.031)이 병리학  등  하향의 유의한 

측 인자로 나타났으며 다변랑 분석에서는 종양코어비율

(p=0.243)을 제외한 임상  병기(p=0.005), 립선 생검 시 

리슨 수(p＜0.001), PSA (p＜0.001)가 병리학  등  하

향의 유의한 측 인자로 나타났다(Table 3).

고      찰

립선암의 치료  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PSA, 

립선 조직검사 리슨 수, 임상  병기가 있다. 이  

리슨 수가 가장 유용한 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17 많

은 연구 결과에서 8  이상의 고등  립선암 환자에 있어 

근치  립선 후 리슨 수 병리학  등  하향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립선 조직검사로 얻어지는 리슨 수와 근치  립

선 제술 후의 리슨 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립선 조직검사 시 얻어지는 검체의 양은 제한 이

여 립선 체의 리슨 수를 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리슨 두 등  사이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리슨 등 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 할 수 있

다.18 

Donohue 등19은 리슨 수 8  이상인 고등  립선암

에 하여 수술 후 리슨 수의 병리학  등  하향에 

하여 연구하 다. 연구 결과 수술 후 리슨 수 7  이

하로 등  하향을 보인 환자는 45%로 나왔으며 모든 환자

의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51% 다.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환자군은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67%

에 이르 으며 등  하향을 보이지 않은 환자군은 5년 생화

학  무재발 생존율은 38%로 나와 등  하향을 보인 환자

군이 그 지 않은 환자군에 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보 다. 

한 병리학  등  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

 병기 T1c, 리슨 수 8 이 유의한 인자 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  립선 조직검사 리슨 

수 8  이상인 립선암 환자의 근치  립선 제술 

후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환자의 발생률은 45% 으며 

7  이하로 등  하향을 보인 환자는 38.8% 다. 한 가장 

많이 등  하향을 보인 리슨 수는 4+3 이었다. 체 

환자의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35.4% 고 병리학  

등  하향으로 보이지 않은 군에서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28.5%를 보인 반면 7  이하로 등  하향으로 보

인 군의 5년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은 46.8%로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환자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생화학  무

재발 생존율을 보 다(p＜0.001). 이러한 병리학  등  하

향에 향을 미치는 측 인자로는 분석 결과 임상  병기,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PSA로 나왔다.

리슨 수는 립선암 치료와 후에 있어서 매우 

요한 후 인자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수술 후 리슨 

수의 등  변화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립선

암 환자 치료 방법  후에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  립선암에 있어서 환자 후 측에 수술 후 리

슨 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가 없는 고등  립선암 

환자의 치료 방법 결정 시 이러한 수술 후 병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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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을 고려하여 좀 더 극 인 수술  치료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단일기 에서 시행되었고 후향  연구라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이 까지 고등  립선암 환자에 

있어 치료의 결정  그에 따른 후에 한 연구는 활발하

게 진행되었지만 수술 후 병리학  등  하향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 이 연구는 고등  립선암

에 있어 근치  립선 제술 후 병리학  등  하향이 

환자 후에 미치는 향과 등  하향의 측 인자에 하

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8  이상 혹은 임상  병기 T2c 혹은 PSA 20 ng/mL 이상인 

경우를 고 험군 립선암이라고 부분 정의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치  립선 제술을 시

행 받은 환자를 상으로 수술  리슨 수 8 인 환자

만을 고등  립선암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고 험 립선암에 하여 리슨 수 외 다른 요인들과

의 연 성  후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립선 조직검사로 진단된 리슨 수 8  이상의 고등

 립선암 환자는 좋지 않은 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 립선 조직검사 리슨 수 8  이상의 환자에서 수

술 후 리슨 수 7  이하로 병리학  등  하향을 보인 

환자는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 더 좋은 생화학  무재발 

생존율을 보 다. 

이가 없는 고등  국소 립선암에서 낮은 임상  병

기, 립선 조직검사 시 리슨 수 8 , 낮은 PSA인 환자

의 경우 수술 후 병리학  등  하향으로 인한 더 좋은 치

료 결과와 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극 인 수술  치

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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